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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통화를 카톡만큼 대중화 시키기 
지인간 화상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관점과 스무디의 사례



영상통화 자주 하세요??



영상통화를 쓰지 않는 이유를 최대 5개까지 체크해주세요. 

영상통화를 안하는 이유 
Source: 한국 만 13~29세 남녀 600명 자체 설문 결과

얼굴 보여주기 싫어요.

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요.

내가 영상통화 하는게 주변에 티나요.

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몰라서 안 걸어요.

못생겨보일까봐..

🎧이어폰을 부랴부랴 찾아요

영상통화 특유의 🤳포즈

수발신 심리적 부담이 커요😰





 음소거+실시간 문자대화 시작 : 말하듯 자연스러운 문자 소통

 알림기반 :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남

 6명까지 함께

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,  
 그룹영상통화



친구가 들어오면 
알려줌

온라인 알림



x

호출 알림

친구가 불러도 
알려줌



Youtube에서 보기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CO9ntRaFxJw


우리가 영상통화 시장에 뛰어든 이유



지금은 비디오 시대



친구 사이의 대화가 
텍스트 메신저에서 영상으로 넘어오는 것도 

시간문제. 

다만 지금까지의 영상통화보다 약간의 혁신이 필요할 듯

T전화



영상통화를 그냥 2~3 시간씩 켜놓고 일상 생활그냥

영상통화의 변화: Live Chilling



스무디를 만들어 출시한 결과는









20대 여자 중심으로 이미 라이브칠링 중

그리고 지금은
여성 남성

데모그래픽

시간대별 
평균 세션 길이



Featured 4회 앱스토어 소셜 최고 5위

MCN (다다토이)  
자발적 Review출시 꾸준 상승 시작 

12,000

90,000MAU

DAU

현황: Overall

한국에서도 그룹 영상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



최근 1달 실사용자 (1회 이상 대화 이용) 비율

현황: Overseas
영어버전을 통하여 UAE, 필리핀에서 organic하게 주요앱으로 자리매김 
최근 총 18개 언어로 확대하고 시드유저 확보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시도 중

한국

아랍에미리트

필리핀

46%

24%

17%

13%인도 등 기타

2018. 10. 28 기준



현황: 충성 사용자

10월 28일

주 6~7일 사용 사용자 수 (overlaid on DAU chart)

5월 13일 9월 24일

680 1220 2800

스무디를 매일 쓰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 중



우리의 전략은 

Video-first,

스무디의 다음 기능 

[비디오 메시징]



Vimeo에서 보기

https://vimeo.com/296648329/27c20f803b


유료 이펙트 보상형 광고 셀럽 미디어

비즈니스 모델

더보기



TV를 켜놓듯 영상통화를 켜놓고 일상 생활할 때 광고 노출

대화방에서 
일정 시간 idle

사전 허용한 
참가자들에게 
광고 노출

보상 
코인 획득

보상을 위해 
더 오래  

Live Chilling

스무디에서 
친구만날 
확률 up

선순환

발전 방향 : 툴에서 미디어로

• 일정 시간 Idle 시 보여지는 보상형 비디오 광고 
• 광고에 대한 대화가 가능하여 Viral 효과 극대화



표정 및 맥락인식을 통한  
사용자 광고 반응 측정기술

본격 기술 들어감

“오?”

사용자 / BM
 확대

진행단계
시장 니즈 확

인

Happy 
Surprised

선행 기술 개발



발전 방향 : 기본 전략 및 차별화

Video-First Live Chilling Space

비디오와 실시간  
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

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
친구를 만나는 ‘공간’

&

텍스트 중심에 
비디오를 얹음

용건 있을 때 
전화 걸어 만남

메신저 기반 영상통화 단말/통신사 영상통화



영상통화 칠리인터랙티브 대표

증강현실 박사연구
머신러닝 큐키 CTO

모바일광고 아이콘랩

조현근 / CEO
KAIST 문화기술대학원 HCI 전공 박사 
KAIST 산업디자인 
삼성전자

김재준 
10~20대 트렌드 
現 짤키 CEO 
서강대학교 경영학 재학(중)

남세동 
전략/딥러닝 
現 보이저X CEO 
前 세이클럽, B612 디렉터

김태훈 
영상인식/딥러닝 
現 디핑소스 CEO 
前 올라웍스 CTO, 인텔 수석 엔지니어 

황성재 
특허 전략 
現 파운데이션X CEO 
글로벌 IP 전략가 리더 300인 

김민철 / UX디렉터 
KAIST 전산학 
큐키 CEO 
삼성전자

김덕원 / CTO 
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 
삼성전자

박혜빈 / CDO 
KAIST 문화기술대학원 
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 
삼성전자

개발자 5인 + 마케터 1인 (예정)

팀 어드바이저



최고의 기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

퓨처플레이 
Seed 투자 2억

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크립토 펀드

해시드 
pre-A 투자 6억

표정 및 맥락인식을 통한  
사용자 광고 반응 측정

TIPS 선정

Funding

L-Camp 4기 
선정

액셀러레이팅 & CVC



특허 포트폴리오

$ % 🌎

$

$ % 🌎

증강현실 영상통화

스무디 영상+문자 UX

표정 기반 광고

2건

1건

2건

등록



텍스트는 카톡,

비디오는 스무디

목표는,  
아시아에서 최고의 비디오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.



친구들이 지금 생생하게  
함께 만나서 더 친해지도록

감사합니다!


